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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미래부의『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
합실천계획, 산업부의『따뜻한 R&D 중장기 전략』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 추격을 위해 경제성장의 도구로 기능해왔던 과학기
술이 사회를 위한, 사회와 함께 하는 과학기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Owen 

et al., 2012). 

이러한 혁신정책의 변화는 정책과 기술혁신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을 필요로 한다. 혁신활동의 목표가 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포괄하게 되면서 혁신활동 추진과정에서도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통
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사회-기술기획’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기술기획은 
새로운 기술궤적을 형성하거나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과 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활동이다. 이는 기술을 어떻게 구성해갈 것
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술기획 활동을 확장하여 기술과 사회의 구성을 
동시에 전망하는 것으로 사회와 기술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요한다.1)

이 연구는 우선 사회-기술기획 논의의 맥락과 개념,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
음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술기획 활동 사례를 살펴본다. 네
덜란드, 독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RRI)’, 지속가능한 기술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
회적 수용을 위한 절차적 방법을 다룬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1) 기술-사회기획이 아니라 사회-기술기획이라는 표 을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에 강

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술 심의 에 비 으로 근하기 해서다. 여기서 

사회는 기술에 비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비되며 그것을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 동안 기술기획과정에서 기술선택 기 은 경제  요인이었

으며 사회  요인은 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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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방법론, 일본 사회기술연구개
발센터(RISTEX)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된 기획 활동, 우
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기술기획
의 특성과 유형을 정리하고 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회-기술기획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공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조직
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부문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혁신활동
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기술기획활동을 수행하지
만 여기서는 본격적인 분석대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사회문제 해
결형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
이다.

2. 사회-기술기획의 특성

1) 사회-기술기획의 필요성 

(1) 신기술의 등장과 사회-기술기획 

사회-기술기획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모색하는 시기에 활성화된다. 새
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를 기반으로 한 시장과 제도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기술과 그 기술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사회가 유동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Van de Ven & Garud, 1989; Tushman & Rosenkopf, 1992; Deuten et al., 1997). 이
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기술 대안이 ‘지배적 설계’가 될지 불분명하며,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시장 또한 애
매한 상태에 놓인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혁신주체들은 ‘기술’ 창출과 함께 시장･제도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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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게 된다. 특정 기술을 지원하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은 
사회운동과 유사한 행태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기술의 개발과 함께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Aldrich & Fiol, 1994; Deuten 

et al., 1997; Geels, 2004; Bergek et al., 2008; Van de Van & Garud, 1989). 이로 인
해 신기술이 등장하는 시기에는 기술과 같이 구성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
전과 기대가 다양한 담론으로 제시되며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줄기세포 연구의 예를 보면 줄기세포를 지지
하는 산･학･연 주체들을 중심으로 줄기세포가 가져올 수 있는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expectation)들이 형성됨과 동시에 사회적 의
미를 창출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진다(Borup et al., 2006; Brown et al., 2000).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신기술을 지지하는 혁신주체들의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신기술
은 사회에 착근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형성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기에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탐색만이 
아니라 사회적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즉 신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혁신주
체는 기술과 사회를 동시에 구성하면서 향후 전개방향을 모색한다. 사회-기술
기획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사회-기술기획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형성을 지향한다. 사회문제 
2) 탈추격 신도 사회-기술기획활동을 필요로 한다. 탈추격 신은 선발주자의 궤

을 따라가는 추격형 신이 아니라 새로운 궤 을 형성하는 신활동이다. 추격형 

신은 이미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시장(사회)에서 제품을 개선·고도화하는 활

동이기 때문에 신주체들은 단지 시장  련 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응하면 

되었다. 그러나 탈추격 신은 기존 제품과 련된 신이 아니라 새로운 궤 을 

형성하는 신이기 때문에 시장과 제도를 동시에 구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새로

운 기술궤  형성과 함께 사회·제도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탈추격 신과 사회-기
술기획에 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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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형 혁신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기술시스템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모색하는 
접근을 한다. 앞서 신기술 등장기에 나타난 현상과 같이 사회와 기술의 동시
구성 활동이 진행되면서 혁신주체들은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거나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석자원 활용시스템과 사후적 치료 중심의 기술시스
템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저탄소와 예방중심의 기술시스템 
및 제도를 모색하게 된다. 이어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기
술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수행한다(송
위진·성지은 2013: 2장, Geels, 2004).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명시
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성과 같은 가치를 지향
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바라는 사회·기술시스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다
만 그 이미지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사업별, 주체별로 차이를 나타날 
뿐이다. 사회-기술기획은 이렇듯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기술시스템 지향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기술기획의 특성4)

정부와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술기획은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3) 그 지만 시스템 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성하는 사

회 ·기술  요소들은 서로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정책으로 

이들 한·두개의 요소를 바꾸어서는 환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이루는 방식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맹아를 지닌 니치를 형성·확장시켜 기존

의 사회·기술시스템을 체해나가는 진 이고 략 인 근이다. 즉 략 인 

사회-기술기획을 통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니치 역을 확장해가는 ' 략  

니치 리(strategic niche management)'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송 진·성지은(2013: 제2장)을 참조할 것.
4) 이 논의는 송 진·성지은(2013) 제8장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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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배분의 대상인 기술을 선정하는 작
업이다. 과학기술발전비전 및 장기계획 수립,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기술
포사이트 등을 포괄하는 기획과정은 주로 과학기술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
행된다. 

이와 달리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의 ‘사회-기술기획’은 사회문제를 정의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을 전망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 중심의 ‘기술로드맵’, 미래 사회비전과 기술개발 간의 연
계가 모호한 ‘장기비전’ 수립과는 차별화된 작업이며, 정책·사회기획과 기술기
획의 융합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사회-기술기획은 사회와 기술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파악하면서 장기적 관
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여 좀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1)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설정, 2) 설정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비전과 전략 제시, 3) ‘사
회-기술문제 지도’ 작성 등을 통한 사회문제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문제 설정은 주로 사용자,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조직과 같은 사회서
비스 제공자, 사회정책 부처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과제 선택을 통해 이뤄진
다. 환경·안전·복지·에너지·교통·주거·식품 등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나 
조직, 사용자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정책문제로 정의하는 과정이다. 당사자마
다 문제를 파악하는 관점과 문제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설정은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비전 제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시스템의 발전 전망을 제시
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
들이 참여하여 공유 비전을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달하
고자 하는 사회·기술시스템의 이미지가 그려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이 이어진다. 이 때 ‘백캐스팅’ 등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된다(Kemp & Rotmans, 2005). 

사회문제 구체화는 사회-기술문제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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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이다. 이 때 인문사회과학자, 

과학기술자, 시민사회조직이 참여해 ‘사회문제-기술적 대안-이해당사자와 이해
상충-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3. 사회-기술기획의 사례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기획 사례로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RI), 기
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ESTEEM 방법론, 일본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RISTEX)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우리나라의 따뜻한 R&D 중장기 전략 로
드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RI는 사회-기술기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전문연구활동이며 ESTEEM은 사회-기술기획을 활용한 기술의 사회
적 수용을 위한 절차이자 방법이다. RISTEX 사업은 사회-기술기획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이고  따뜻한 R&D 연구개발 전략로드맵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
구개발사업의 기획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RI) 

(1) RRI와 지향점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RI: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RRI)

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논의로, 연구·혁신 과정 전반에서 사회와 기술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혁신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에서 나노기술, 유전체학, 합성생물학,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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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등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연구중
심의 사회-기술기획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EU, 2012; 성지은·송위
진, 2013). 

RRI는 과학기술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며 그 정의는 사업이 진행됨
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RRI의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지녀야 한다(Sutcliffe, 2011). 

첫째, 과학기술혁신은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창출하는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혁신과정에서 경제성장 목표와 사회적·환경적 문제해결 목표 간
에는 딜레마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활동을 지향한다. 

둘째, 사회적·윤리적·환경적 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과학기
술혁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기술의 
사회적·윤리적·환경적 영향을 탐색하는 활동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참여형 의제 설정, 실시간 기술영향평가, 윤리 평가, 포사이트, 시나리오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

셋째, 연구·혁신 과정에서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연구·혁신 과정 
및 결과 평가에의 이해관계자 참여는 RRI의 핵심 요소로, 연구과정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혁신과정에 시민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도 활성화해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소비자가 개발한 산악 자전거, 클라우드 펀딩, 소비
자 주도 벤처 사업 등을 열린 참여를 통한 혁신 사례로 들 수 있다.

넷째,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하면서 책임지는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RRI는 
혁신의 사회적 효과를 예상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연구·혁신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구현해야 한다. 개방성과 투
명성은 RRI의 핵심 원칙으로, 정부의 혁신정책을 시민사회와 공유하려는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와 혁신을 사회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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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과학기술혁신 과정에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Sutcliffe, 2011).

(2) 네덜란드의 책임지는 혁신 프로젝트(MVI)

네덜란드의 MVI(Maatschappelijk Verantwoord Innoveren)프로젝트는 대표적인 
RRI 사업이다. 여기서는 RRI의 관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하기 전 필요한 사회-기술기획 연구 모델을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인 MVI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
롭게 등장하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적절하게 착근되도록 지원하고 있다(NWO, 

2010). 특히 전략기술의 경우 MVI의 연구와 전략기술 연구간 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획연구가 아니라 그 결과가 과학
기술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틀을 개발하는 작업이다.

본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혁신활동에서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사
회문제 해결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역할을 인식시키기 위해 연구·혁신의 책임
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재택 원격진단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효익과 함
께 프라이버시 문제, 오진 문제 등을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틀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 수행된다. 재택 원격진단, 진료기록 첨단화와 관
련된 ICT, 나노기술, 신경과학 등의 최신 기술이 바람직한 효과발생과 함께 
불확실성 및 위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MVI는 1) 핵심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사회-기술기획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고, 2)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조정·

종합한 연구를 통해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형성하여 제도적 
문제에 대응한다. 

MVI 프로젝트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5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학제 간 연구이다.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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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로 창출을 위해 모든 관련 전공의 연구자들은 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둘째, 가치의 창출이다.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패널의 
형태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현장과 착된 연구를 수행하여 문
제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셋째, 사전적 행동
이다. 연구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사회적 측면이 과제 설계 단계에서부
터 포함된다. 넷째, 사회와의 관련성이다. 이를 위해 업계, NGO 등으로 구성
되는 시민사회 패널이 연구의 사회적 측면을 검토한다. 다섯째, 국제 지향성
을 추구한다. 개발도상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하여 연구 활동의 세계적 활
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RRI와 MVI는 사회-기술기획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를 지향한다. 이는 그 동안 과학기술의 사회적 효과나 위험에 대한 
연구 부재, 과학기술연구와의 연계 없이 진행되어 온 기술영향평가 활동의 문
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을 구체적인 과학기
술 연구와 통합하여 실제적인 융합연구 및 지식을 창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
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ESTEEM 

 

ESTEEM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려는 방법론이다. ESTEEM의 목적은 해당 기술 프로젝트의 사
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책임자와 이해당사자(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등)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프로젝트 책임자가 취할 미래 행동계획을 개발
하는 것이다(송위진 외, 2011: 4장). 

ESTEEM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구현될 때 그것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해결하는 절차이다. 기
존의 과학기술기획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책임자 중심으로 기술적･경제적 측
면이 검토되지만 ESTEEM은 사회적 토론과정을 통해 기획활동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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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EM과 같은 사전적 검토 과정이 없으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회적 갈등이 사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프로젝
트 책임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운동에 부딪히게 되고 사회적 수용의 문
제를 뒤늦게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
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ESTEEM 방법론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 프로젝트를 평가한
다. 미래에 대한 복수의 비전과 시나리오를 논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관계
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대안적 경로들’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 ESTEEM 방법론

    출처: Jolivet et al.(2008: 12)

이렇게 ESTEEM에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을 프로젝트 초기 단계
에 시작하는 사회-기술기획 활동이 이루어진다. 기술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초창기 단계에서는 기술에 관한 의도적인 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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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단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관성을 갖게 되면 여러 상황을 반영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STEEM 

방법론에서는 해결책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발한다. 또한 초기의 이해
관계자 워크숍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대들을 논의함
으로써 사회적 수용 쟁점들에 관한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ESTEEM 방법론
은 성찰, 참여, 학습을 위한 기반 형성의 장인 것이다. 

ESTEEM 방법론을 적용하고 테스트한 사례로는 네덜란드 에너지 연구센터
(ECN)의 ZEPP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 북부의 작은 도시인 드라흐
텐(Drachten)(인구 약 45,000명)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천연가스 채
굴공에 저장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전기(68 MW)를 생산할 
수 있는 ‘온실가스 무배출 발전소(ZEPP: Zero Emission Power Plant)’ 건설이 계
획되었다(Create Acceptance, 2008: 50).  

이 ZEPP 프로젝트에서는 ESTEEM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미
래 전망이 검토되고 서로 어긋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
게 되었다. 

ESTEEM은 신기술을 사회에 착근시키는 사회-기술기획과정에서 시민사회
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
적 접근이다. 때문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전문 지식창출보다는 거
버넌스 구조를 통해 여러 주체들이 합의를 도출하고 협상과 타협을 해나가는 
의사결정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과 사회-기술기획

123

3)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사회-기술기획 과정

(1) RISTEX의 활동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이하 RISTEX: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는 일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 저출산 고령화, 지구 온
난화, 물 부족, 자원 고갈, 빈곤, 다문화 적응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문
제 해결형 혁신”을 추진하는 연구프로그램이다. RISTEX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연구개발 영역을 설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들어 참여
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널리 확장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송위진 
외, 2011: 5장). 

RISTEX의 활동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와의 대화이다. 연구자, 기업인, 정치인 등 다방면의 관
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
최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기술 연구개발 테마를 도출한다. 둘째,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연구
개발 영역 및 프로그램별로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갖추고, 공모를 통해 연구
개발사업과 사업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기획 조사를 추진한다. 셋째, 연구
개발 추진을 통해 얻어진 성과가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실증･구현을 위해 지원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성과의 이용 및 전개 상황을 공개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표한다. 

(2) RISTEX의 사회-기술기획 과정

RISTEX의 사회-기술기획 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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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 - 주요 연구영역 선정 - 연구 프로그램 선정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과정에는 대개 1년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RISTEX에서 고령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영역을 선정하는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다.5)

사회문제의
추출및분류정리

제1차검토워크샵

센터내검토

•백서, 서적등의조사를통해주요사회문제를추출

•사회기술연구개발영역후보로생각되는사회문제에
대해검토

•사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타당성검토
•관계자및전문가리스트작성과관련상황조사

2008년1 ‐ 3월

2008년 4월

2008년5 ‐ 7월

영역 후보테마별워크샵 •테마별구체적인안건및예상연구개발어프로치등을
검토2008년7 ‐ 8월

제2차검토워크샵
•이상을통해얻어진검토결과를기초로영역후보를
결정
•목표, 연구개발요소, 명칭, 대상, 기대효과등의
개요를작성

2008년 8월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의한사전평가및결정

공개포럼으로의견청취및반영

<그림 2> RISTEX에서 연구개발 영역 선정과정

      출처: 송위진 외(2011: 84) 참조

RISTEX의 기획과정은 과학기술, 사회과학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영역과 과제를 도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사회문제를 설정
5)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 새로운 고령사회 디자인’ 역이 선정되었다. 2010

년에는 재택의료 추진을 한 지역 진단 표  툴 개발, 고령자의 건강 특성을 고

려한 생활지표 개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활지원형 커뮤니티 조성 등의 세부 

로젝트가 추진되었다(송 진 외, 2011 :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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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영역과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전문가가 지닌 지식을 조직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
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MVI와 같은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전
문가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접근이 주로 이루어진다. 

RISTEX에도 도출된 사회문제와 연구영역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포럼과 워크숍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는 과거 전문가 중심의 기획과정을 넘어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ESTEEM 방법론과 
같이 이해당사자들과 공동 전망을 형성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도 높
은 상호작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우리나라의 따뜻한 R&D 중장기 전략 로드맵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
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R&D라는 목
표 하에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도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계획과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따뜻한 R&D 중장기 전략 로드맵(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 2013)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따뜻한 R&D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16개 기술전략을 도
출했다. 이를 통해 R&D 결과물이 성공적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전 주기
적 관점에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추진 전
략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과제 기획 추진 △수요자 착형 R&D 확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제도 도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
원체계 마련 △사회적 인식제고와 확산 기반 구축 등이다. 로드맵에 담은 다
양한 정책 제안사항은 2013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에 일부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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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될 계획이다.6) 

정책방안에서 보듯이 이 전략 로드맵의 특성은 기술개발을 넘어 그것을 실
용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 형성을 내용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다. 시장형성이 쉽지 않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실용화·가치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따뜻한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을 기획과정에 참여시켰다. 전문가 기획위원회에 사회문제 해결형 비
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진흥원 등 지원조직 소속 전문가가 대거 참여(전체 위원의 60% 정도)한 
것이다. 그 동안 기술기획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에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획위원 구성에서 사회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4-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기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면 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활동은 이루어지
지 못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지식 창출보다는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획과정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생활안전, 재난안전, 작업장 안전증진, 고령자 생활편의, 질병의 예방 
및 케어, 이동편의 증진, 정보접근성 향상, 적정기술개발 등 매우 다양한 영역
의 기술을 검토했기 때문에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부족했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분야의 다양
한 이슈를 대표하기는 어려웠다.

일본의 RISTEX과 비교해볼 때 사회-기술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풀이 

6) 필자  한 사람은 이 기획과정에 기획 원으로 참여하 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참여 찰자의 에서 서술한 것이다. 이에 한 깊이 있는 분석은 다른 논문을 

요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해 특징 인 만 간략히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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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지 않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기술기획관련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도 
제한적이었다. 또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은 부
족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기획 과정이 짧은 기간 동안 주로 전문가 회의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종합: 사회-기술기획의 유형

앞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살펴보았다. 각 
활동은 기획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창출 활동 여부, 시민사회의 참여 
여부를 축으로 삼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획활동이 사회-기술기획
과 관련된 연구와 지식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우, 전문가 위원회 같은 방식을 
통해 의견을 종합해가는 기존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경우로 유형을 분
류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분류는 기획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회-기술 융합연구로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측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
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관점은 사회과학자의 견해나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자의 의견을 통해 반영되지만 연구진이 연구결과에 책
임을 진다.

반면 ESTEEM은 전문적인 연구보다는 특정 기술이 도입될 때 발전 비전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숙의하고 합의를 이끌
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책임자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문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그 기술이 사회에 착근될 때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하면서 이해당사자 중심의 기획과정
을 진행한다.

RISTEX에서 수행하는 사회-기술기획은 전문가 중심의 토의 과정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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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 포럼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문연구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방식보다는 
전문가들이 지닌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이해당사
자들의 적극적 참여보다는 소극적인 의견 개진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된 사회-기술기획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통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RISTEX과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 그렇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그 기간이나 참
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회 중심의 지식조직화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그림 3> 사회-기술기획의 유형

7)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지식 창출보다는 문가의 지식활용에, 시민참여보다는 문

가 의견이 시되는 사회-기술기획이 자리 잡은 것은 문과·이과가 분리된 교육·연
구에 따른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 융합연구의 어려움, 시민사회와의 소통보다 정

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개발국가의 통 때문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기

술개발에서 추격형 략을 취했기 때문에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사회에 수용될 

것인지에 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어도 외국의 경험을 모방한 기술개발이 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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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회-기술기획들은 문제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유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문제와 해결책이 명확하고 사회적 갈등이 적다
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전문가 중심의 지식활용형 사회-기술기획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지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
회문제가 탈정상과학적(post-normal science) 성격을 지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Ravetz, 1999). 기후변화, 고령사회화, 양극화 등과 같이 문제와 해결책이 모
호하고 이해관계가 강하게 엇갈리는 문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기획 활동도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켜 공동의 지식체계를 구성해
가는 연구중심형, 참여형 활동이 필요하다.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것뿐 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trans-disciplinary)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4. 사회-기술기획의 발전 방향

연구개발사업에서 사회-기술기획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을 개발하기 전에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효과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
는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지향적인 연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거나 기
술영향평가･위험관리와 같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점검
하는 것이 필수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 사회-기술기획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앞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사회-기술기획은 소수 전문가
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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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시민참여 메커니즘도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 먼저 학제적 연구인 사회-기술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
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과정과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기술기획 관
련 연구와 시민사회의 숙의활동이 결합된 기획과정 개발도 요청된다. 다음에
서는 이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사회-기술기획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기술기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수행과 지식기반 구축

사회-기술기획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한 관찰이상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U-Health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시스
템과 서비스 방식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의료정보의 관리문제, 원격의료 서
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의사가 원격의료를 꺼려하
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연구
자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면 한 사회과학적, 인문학
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동안 연구개발사업 기술기획과정에서 과학기술연구와 인문사회연구를 
융합해서 사회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회-기술기
획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연구와 지식창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이 만들어지고 관련 전문인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네덜란드의 MVI 프로그램도 이런 목표와 활동을 지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런 유형의 연구는 주로 각 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보다는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전체를 조망하기 위한 일회성 작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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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좋은 정책연구 보고서도 있고 기획과정에서 의
미 있는 성과도 나오기는 하지만 사회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지
속적인 지식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연구도 한국
연구재단에서 학제 간 융합연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주제를 대상
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나가기에는 사업 규모가 작다.  주요 문제별로 기
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이 없
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사회문제,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사회문제 해
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하부구조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의 사
회문제 지향성과 기획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조
사·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8) 현재 사회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과 공간을 반영한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
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양과 수거방식, 폐기되는 양,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혁신은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답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회문제 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하여 관련 지식

8) 캐나다의 경우 학지원 연구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CURA(community university research alliance) 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는 지역사

회의 사회문제를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문제에 한 정확한 인식을 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연구 로젝트의 규모가 작지만 이 조사·분석작업과 학생의 논

문을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조사·분석의 문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지

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조사·분석연구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한 이 

과정에서 문제지향 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인력도 양성

할 수 있다(송 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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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확충하고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사회문제 조사 전문서비스 기
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사회-기술기획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필
요하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해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축적
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이해당사자가 기획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적 기획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의 원인과 기술적 해결책의 네트워크 관계를 그릴 수 
있는 방법론과 툴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ESTEEM과 같은 
의견 조율 프로그램과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가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기획 단계부터 시
민사회 조직과 과학기술분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과학
기술활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과학기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을 학습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9)  

최근 기획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민
사회의 과학기술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또 과학기술계의 시민사회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과학기술

9) EU의 경우 시민사회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과 과학기술조직

(Research Organization: RO)의 력(CSO-RO partnership)을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

를 진하기 한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조직이 과학기술(정
책)과정에 참여하여 과학기술 조직의 문성과 시민사회 조직의 장 경험을 결

합시키는 로젝트이다. 특히 CSO Capacity-Building in Research 로젝트는 과학

기술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니즈와 심을 충족시키기 한 

사 활동과 시민사회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로젝트이다(송 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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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획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정책 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화된 참여방법론 개발이 요청된다.

3) 사회-기술기획 전문연구와 시민사회 참여의 연계

전문적인 사회-기술기획 연구활동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견 조율과정
을 종합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예: 

U-Health)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과 
위험을 분석하는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해가는 프로그램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사회 위원회를 운영하여 양 쪽의 의견을 조율하는 프로그램과
는 다르다.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 조율 사항을 받아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토
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기술기획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구사업의 수
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내용을 구성해가는 참여활동이 연계되
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로서 연구분야 간 
융합,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학제적, 탈학제적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기술적·

사회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현실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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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ly-oriented innovation and socio-technical planning

Song, Wi Chin and Seong, Ji Eun 

Meeting and solving persistent societal problems and challenges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s now an emerging policy 
agenda in Korea. This socially-oriented innovation needs integrated 
approach on technological and social innov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new process named ‘socio-technical planning’ 
and propose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t deals with some 
cases of socio-technical planning activity and classifies their 
characteristics and types. And the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socio-technical planning development.

Key terms

Socially-oriented innovation policy, Socio-technical planni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for societal challenge, Public participation


